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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내 ODA 동향
- KOICA 「2020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」 공모
한림대학교 선정 대학(원) 내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개설 및 국내외 현장활동을 실시하여, 국내 대학(원)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
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(원)생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

- KOICA 기후변화대응정책분야 석사학위(SP) 과정 1차 기간 : 2019년 8월 8일 ~ 2020년 12월 29일 참여규모 : 13개국, 14명

> 최근 일정
· 부산 현장학습
- 기간 : 2019년 11월 15일(금) ~ 2019년 11월 16일(토)
- 장소 : 부산 APEC 기후센터, UN 평화기념관
- 주제 : 기후변화대응 인식제고

> 향후 일정
· SP-차세대 조인트 이벤트 시리즈(김중수 총장 특강)
- 일시 : 2019년 12월 4일(수) 14:30~15:30
- 장소 : 도헌글로벌스쿨 23117호
- 주제 :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: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

- KOICA 베트남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기간 : 2019년 12월 ~ 2020년 12월

파견인원 : 15명

파견지역 : 베트남 하노이, 호치민 등

> 최근 일정
· 기관 직무교육
- 기간 : 2019년 11월 23일 (토)~2019년 12월 8일 (일) (주말기간 교육)
- 장소 : 한림대학교
- 내용 : Team play 방식으로 과업수행에 관련된 교육과 기술을 교육

글로벌협력대학원 개원 2주년 및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
제 3회 국제학술회의
- 일시 : 2019년 11월 28일(목) 09:00 ~ 17:30
- 장소 : 국제회의실
- 주제 :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범분야 이슈에 대한 고찰

2. 입찰 & 공모
> 입찰
· 라오스 성생식 모자보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준 강화 및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사업 PMC 용역
- 입찰서 제출기간 : 2019년 11월 28일(목) 10:00 ~ 2019년 12월 2일(월) 15:00
- 입찰 한도액 : 3,075,244,077원
- 자세한 내용

· KOICA 석사학위 연수용역
분야

입찰서 제출기간

입찰한도액

비고

에너지 정책

2020년 01월 09일 10:00 ~ 2020년 01월 14일 17:00

2,910,000,000원

자세한 내용

ICT 정책

2020년 01월 06일 09:00 ~ 2020년 01월 09일 15:00

2,910,000,000원

자세한 내용

2019년 12월 30일 10:00 ~ 2020년 01월 02일 14:00

2,910,000,000원

자세한 내용

2019년 12월 30일 10:00 ~ 2020년 01월 02일 15:00

2,910,000,000원

자세한 내용

2019년 12월 11일 16:00 ~ 2020년 01월 10일 15:00

3,129,000,000원

자세한 내용

2020년 01월 02일 09:00 ~ 2020년 01월 06일 16:00

2,182,000,000원

자세한 내용

2020년 01월 02일 10:00 ~ 2020년-01월-06일 14:00

2,182,000,000원

자세한 내용

2020년 01월 06일 10:00 ~ 2020년 01월 08일 16:00

2,910,000,000원

자세한 내용

국토개발 및
도시계획
지방행정
산업 및
무역정책
아세안 전자정부
아세안
스마트시티
양성평등

> 공모
· [전문가] 인도네시아 인적자원개발 분야 종료사업 되살림 프로그램 예비조사 전문가 모집
-

접수기간 : 2019년 11월 30일(토) ~ 2019년 12월 15일(일)
조사시기 : 2019년 01월 12일(일) ~ 2019년 01월 26일(일)
모집분야 : 1) 건축 2) ICT 교육 3) TVET 4) 성과관리
자세한 내용

· [전문가] 캄보디아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모집
- 접수기간 : 2019년 11월 21일(목) ~ 2019년 12월 05일(목)
- 모집분야 : 1) 사업형성 및 성과관리 2) 기초 교육 3) 영양분야
- 자세한 내용

· [기관공모] 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공모
-

접수기간 : 2019년 11월 18일(월) ~ 2019년 12월 24일(화)
사업분야 : 식량안보 및 영양, 식수 및 위생, 보건, 주거 및 비식량물자, 교육, 심리사회지원, 생계 지원 등
입찰 한도액 : 36.4억원
자세한 내용

· [해외봉사단] 2020년 2차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(141기) 모집
- 접수기간 : 2019년 11월 11일(월) ~ 2019년 12월 02일(월)
- 모집직종 : 1) 공공행정 2) 교육 3) 기술환경에너지 4) 농림수산 5) 보건의료
- 자세한 내용

3. ODA 행사
> 워크숍/포럼
· 2019년 제1차 KOICA 개발협력평가포럼 개최
-

주최 : 한국국제협력단(KOICA)
일시 : 2019년 12월 6일(금) 09:30-12:30
장소 : KOICA 본관 2층 대강당
등록마감 : 2019년 12월 2일(월) 18:00
자세한 내용

· 2019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
-

주최 : 외교부
일시 : 2019년 12월 4일(수) ~ 5일(목)
장소 : 롯데호텔 소공동 2층 에메랄드 룸
등록마감 : 2019년 11월 27일(수)
자세한 내용

·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
-

주최 : 국제개발협력학회(KAIDEC)
일시 : 2019년 12월 13일(금) 08:30-18:00
장소 : 이화여자대학교
등록마감 : 2019년 12월 11일(수)
자세한 내용

> 설명회∙보고회 등
· 2019년도 KOICA 글로벌연수 사회적기업 간담회
개최 안내
-

주최 : 한국국제협력단(KOICA)
일시 : 2019년 12월 12일(목) 15:00-17:00
장소 : 글로벌 청년혁신센터 회의실(선릉역)
등록마감 : 2019년 12월 04일(수)
자세한 내용

· ‘개발사경-개발협력, 사회적경제와 만나다’
성과공유회
- 주최 : KOICA, 열매나눔재단
- 일시 : 2019년 12월 5일(목) 14:00-18:00
- 장소 : 청년창업허브 1층 SPARKPLUS 라운지
(서울 강남구 선릉로 93길 40)
- 자세한 내용

4. ODA 채용 정보
>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
· KOICA ODA 영프로페셔널(YP) 채용
- 영프로페셔널이란?
사업수행기관(ODA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, NGO 단체 등)에서
ODA 사업참여 기회를 체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ODA 전문인력으로의
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KOICA 인턴 제도
- 채용기간 : 2020년 1월 1일(수) ~ 2020년 7월 31일(금) *7개월
- 채용인원 : 2명
- 접수기간 : 2019년 11월 15일(금) ~ 2019년 12월 13일(금)
- 자세한 내용

5. ODA 알아보기
>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(2016-2020) 중간점검 (출처 : KCOC 정책센터)
2020년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임. 정부는 ‘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확정액기
준)’을 통해 2차 기본계획의 구체성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당초 ‘20년 수립 예정이었던 제3차 기본계획을 올해 하
반기부터 준비할 것임을 밝힘. 이에 따라 이번이 슈팡팡 67호를 통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
점검하고 함의점을 살펴보고자 함. 자세한 내용

∙ 글로벌협력혁신센터에서는 교내외의 ODA 관련 동향 및 정보에 대해 학내 공유
및 확산을 위해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.
∙ 관련문의는 odacenter@hallym.ac.kr 또는 내선 2499로 문의 바랍니다.
∙ 주소 :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글로벌협력혁신센터
∙ TEL : 033-248-2499

